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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목적

   

   ▪ 물류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켜 창업기업

   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함 

2 개요

   ▪ 입주 기간 : 2019. 7.1 ~ 12.31　(6개월간) 

   ▪ 선발팀 수 : 1개 팀 

        ※ 공석으로 인한 수시 충원  

   ▪ 심사 절차  

      

구분 내용 비고

서류 심사

심사 적격성 판단

 - 물류 유관분야 여부

 - 제외 기준 해당 여부

재단 사무국

발표 심사
심사 기준

 - 사업성, 혁신성, 기업가 정신 등
외부 심사위원 초빙(학계, 업계)

입주 계약 입주 계약서 등 제반 서류 작성 -

3 지원 자격

    ▪ 창업 7년 미만의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자(팀, 최대 4인)

    ▪ 물류 및 물류 유관 분야의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자(팀)

    ▪ 다음의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(팀)

       -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중인 창업자(팀)

       -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분야

        (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성격의 사업분야)

     

    



4 일정 

6 입주팀 의무

   

   ▪ 입주 신청 

      - 기한 : 2019. 5. 29 ~ 6. 7(24:00까지)　 

      - 이메일 접수 : kyk@klip.or.kr 

      - 문의 : 02-3279-3205

      - 접수 서류 : 입주 신청서,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

   ▪ 심사 일정 

      - 1차 서류 심사 : 6/10 ~ 6/14 (서류심사 통과 기업 개별 연락)

      - 2차 발표 심사 : 6/17 ~ 6/21 중 택 1일 (서류심사 통과 기업 일정 조율) 

      - 입주 계약 : 6/24 ~ 6/28 (최종 선정기업 개별 통보)

             

5 입주팀 혜택 

   ▪ 물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맞춤형 창업 교육 제공

 　▪ 물류업계 전문가 멘토링 기회 제공

 　▪ 물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사무공간 제공(사무기기, 회의실, 탕비실 등)

 　▪ 벤치마킹 기회 제공

 　▪ IR 기회 제공(IR 가능 여부 판단 후)

     

 

   ▪ 인큐베이팅 센터 창업 교육 수강

   ▪ 인큐베이팅 센터 내부 규정 준수(최초 입주시 협약)

   ▪ 중간 결과 보고(약 1회/2달)

   ▪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 지양 


